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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eok Min

Q. 프로젝트마다 유니크한 디자인적 감각이 묻어난다.
본인만의 디자인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A. 이
 세상에 없는 특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디자이너는 누
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디자인이나 자재에 있어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에만 치
중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내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봤을 때, 본인만의 개성과 의도
가 가미되어 있지 않은 스스로의 작업에 대해 큰 만족을 느
낄 수 없을 것이다. 트렌드는 디자이너 본인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늘 독창적이고 새로운 프
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앞서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
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는 스스로를 뛰어넘는 새
로운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인생을 즐기고, 열
심히 공부한다.

Q. 세련된 감성, 예술적인 영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디자인을 할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는가?
A. 파
 블로 피카소의 빠르고 순간적인 스케치가 엄청난 작품으
로 탄생하는 것처럼 나 또한 즉흥적 감성과 영감을 통해 작
업을 진행하곤 한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창의적
인 생각이나 영감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
럽게 흘러가는 삶, 그 삶의 시간을 통한 다양한 경험에서 모
든 디자인적 영감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깊은 내공과 밀도를 갖게 되고, 이는 곧 끊임없는 새
로운 해석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나의 어린 시절 4, 5살 무
렵 큰 형이 틀어주었던 LP 음악에 대한 기억이 하나의 예
술적 영감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의 디자인으로 실현되는 것
은 아닐까?

Q. ‘님과 함께’, ‘달나라 토끼가 사는 것 처럼’, ‘알방’ 등

뻔하지 않고 펀(Fun)한 디자이너.

프로젝트에 있어 독특한 네이밍 센스가 돋보인다.
A. 오
 히려 이러한 흐름이 누구보다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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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공간(YOON SPACE)의 윤석민 대표를 만나고 온 나의 느낌이다. 그의 디자인 커리어와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윤

젝트 이름이 꼭 화려하고 멋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름이

공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그의 디자인 철학과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애티튜드,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

란 것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우리 똥강아지’라고 애정을 담

기를 이어갔다. 때론 유쾌하고 때론 진지하게 표현되는 감성과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상상 이상의 디자인을 완성해

아 불렀던 것처럼,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줬던

내는 그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컬러 활용을 특색으로 하는 크리에이터(Creator)다.

것처럼 친근하고 심플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를 접하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바 있지만,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앞서 가는 디자인, 이전에는 쉽게

다. 쉽고, 재미있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타인에게 프로젝트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네이밍 센스까지. 그의 프로젝트를 접하는 클라

이름과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최근 끝마친 프로젝트 이름

이언트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충분했다. 거리와 계절을 다양한 색감으로 물들이는 윤석민 대표는 마치 그의 디자

은 ‘해피댁’이다. 누군가의 집이라는 ‘댁’의 의미와 새댁을 부

인처럼 삶 자체가 즐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차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작업에 있어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그 이면에

를 때 사용하는 ‘~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아울러 해피

숨겨져 있던 호기심 많은 아이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인터뷰 내내 특유의 유쾌함으로 즐거웠던 그에게서 열정과 디

댁 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중의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네이밍

자이너로서의 판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을 즐기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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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A. 금
 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부른다. 나는 건축
과 디자인에 있어 스스로를 ‘금사빠’이자 ‘열정이 넘치는 러
버(Lover)’라고 표현하고 싶다. 처음 디자인 설계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와 금방 사랑에 빠지고, 깊은 몰입의 과정을 거
쳐 프로젝트를 완성해낸다. 그렇게 몰입과 집중을 끝낸 후에
는 화끈하게 그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린다. 새로운 것에 대
한 지적 호기심이 해결되었을 때, 그 명쾌함, 성취감과 같다
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프로젝트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프로젝트였다.

Q. 인생을 유쾌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다. 본인은 어떤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가?
A. 일
 상 속에서 ‘너는 언제 일하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기 때
문에 듣는 말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몰입’이라는 단어를 굉
장히 좋아한다. 책상에 10시간을 앉아 집중 못한 채 일하기
보다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몰입의 힘을 발휘해 일을 처리하
는 편이다. 내게는 일만큼이나 주변사람들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도 내 삶에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일을 하던, 놀던
제대로 몰입하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진지하고 무거운 디
자이너’이기 보다 잘 놀고 일 잘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디
자이너’이고 싶다.

Q. 사무실 곳곳에 직접 적은 듯한 글귀와 스케치가 많이
보인다.
A. 좋
 은 말귀, 생각나는 글귀가 있으면 메모해 사무실 벽에 붙
Q. ‘자기관리의 아이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디자이너에게 있어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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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놓는다. 생각을 메모하는 오래된 습관이기도 하고, 과거의
내가 흘리듯이 생각했던 말귀가 생각보다 훌륭할 때도 있어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 스케치는 여행 중에 붓펜으로

A. 직
 업이 건축가고 디자이너라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디자이너다워야 한다고 생각

빠르게 스케치한 것들이다.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기억하기

한다. 영화 킹스맨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대사처럼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를

보다는 오롯이 눈과 손으로 담아내곤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날 때,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곧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소

직접 손으로 그리다 보면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팠던 풍경

양이자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자체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각인된다.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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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만큼 직면했던
어려움도 많을 것 같다. 디자이너로써 겪었던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건
 축은 영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시
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감독이 지
휘를 하고 배우가 연기를 한다. 내가 설계를 하
는 것은 곧 작가가 글을 쓰는 것과 같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명감독과 명배우와의 조화를 이루어
성공적인 영화로 완성되듯, 나의 설계 또한 훌륭
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완벽한 결과물로 실
현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파트너를 고를
때 신중하게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클라이
언트 설득이다. 건축 설계는 1:1 실물을 만들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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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어떤 디자인이 하고 싶은가?

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불안함

A. 오
 랜 시간이 흘러도 마치 어제 완성한 듯한 디자인, 언제 들어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노래 같은 디자인

을 느낄 수도 있다. 디자이너로의 감각을 클라이

을 하고 싶다. 가수 김동률의 노래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좋아한다. 노래

언트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 신뢰를 얻는 것

가 촌스럽지 않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도 언제 보아도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

도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이다. 그렇지만 진심을

자인을 목표로 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 나아가 ‘디자인을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제보다 즐겁고 꽉 찬

담은 설명과 설득 덕분인지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오늘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동심을 잃지 않고 철없이 살다 보면, 창의적인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의 믿음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들

보다 젊고 건강해진다고 믿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인생을 즐기며 유쾌하게 사는 것과 프로페셔널하게 업무에 임

에게 선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결국 같다고 생각한다. 항상 새로움을 채우며 프레임을 깨는 디자인, 뻔하지 않은 디자인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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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chun Planning Museum / Qu Ming

Mobvoi Inc. HQ office / David Ho

CNY space design agency office room

/ Chen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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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ame: Green City - City Flower - Changchun Planning Museum
Project location: Changchun, China
Architectural design unit: China Architectural Design Institute Co., Ltd.
Cui Kai Academician Design Team
Interior decoration and exhibit design implementation unit:
Shanghai Fengyuzhu Exhibition Co., Ltd.
Building area: 63,000 square meters
Exhibit area: 15,300 square meters
Completion time: February 2017
Photographed by: Shen Qiang
Main materials: lacquered glass, aluminum-plastic plate, fiber soundabsorbing panel, sound-absorbing panel, and pads and so on

C

hangchun Planning Museum is located in South
Metro of Changchun City, covering an area of
7.3 hectares, with a total construction area of

63,000 square meters, buildings are designed by design
team led by Cui Kai academician from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with concept of design of "city flower
blooming in green city" showing "flower of city" - free and
unrestrained flower-like architectural shape is like city’s
ruyi, upward opened overall shape and opening form fully
embody cultural spirit of Changchun city. Changchun
Planning Museum has exhibit area of 15,300 square meters,
with time context of urban development as exhibit clue, 1st
floor is [city history and construction achievements], with
four thematic spaces of "Spring City Overview", "Centurial
Changchun", and "Coming to Spring City" set, leading
visitors to appreciate history of Changchun with peerless
elegance, and glory and achievements of Changchun’s
construction; 2nd floor is [national strategy and urban
planning], analyzing Changchun’s overall policy and
planning layout under strategic background of "the Belt
and Road"; and the 3rd floor is “special planning and future
vision”, with six thematic spaces of "accessible traffic", “water
civilization”, "ecological livable", "municipal planning",
"digital Changchun" and "fast moving into 2080" set, fully
presenting planning characteristics of planning system
of Changchun’s traffic, sponge city’s water civilization
construction, green ecological pattern, project planning of
municipal infrastructure, digital Changchun supported by
information data, and fantastic journey of futur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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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hole museum, at the same time of show, has merged a number of high-tech interactive experience, Dingfengzhen
body-height phantom imaging, Fengmao photo studio interactive photo, time tram, number showing FAW flying
screen, “B&R" VR shuttle experience, panoramic traffic crystal digital sand table, energy cycling, ecological civilization

E

ntering city living room, Clivia, the symbol of "flower city" is quietly blooming, with its lush jade and its graceful
manner, like a "gentleman", it is elegantly located in the green ocean; with contrast to construction’s diamond-shaped
grid internal structure and external styling pavilions composed of glass curtain wall, virtual and practical combination

secondary element capacitance wall, energy matrix, energy pass tackling, virtual wisdom city double-layer three-dimensional

of light and shadow, it both interprets architectural language of green, energy sav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lays

imaging, traveling in future urban space, AR enhanced reality, and other modern sound and light exhibition items, to present in-

passionate music of wonderful vision of Changchun city for the audience. On one side, another ingenuity design of "Spring City

depth explanation of “green city, and flower city".

Overview" tells the story of museum building process of "flower city".

Changchun Planning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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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chun Planning Museum

n historical exhibit area, audience shuttles between time and space

speed rail, the country's panoramic view along the line is unveiled to you;

of city evolution. 27 pieces of architectural models reproduced the

via key figures and flying screen technology, “digital introduction of FAW”

most representative architectural form in different periods of the city;

fully demonstrates FAW Group's construction footprint and achievements.

Changchun’s old streets scene recovery wake up the city’s most authentic

Entering the second floor of exhibit space, shape and space tones of top

and plainest memory, Gongmao photo studio has recorded your closest

structure inherits first floor’s city living room style - simple and curve

contact with old streets; an old tram, starting from train station, entering

complement each other, "White Mountain and Black Water" is embodied with

Renmin Street, through one-side flow of images, it reproduces those years’

indomitable spirit, giving solemn, elegant, and smart psychological feelings.

street scene along the line; through body-height screen mirage imaging

Every detail of city's overall planning and achievements is included in the

technology, audience will appreciate the old Changchun Dingfengzhen

strategic picture of the whole picture, three-dimensional dynamic planning

pastry store’s splendid making skills; and “movie city” theatre reappeared

drawings and Changchun’s overall projection sand table model with scale of 1:

Changchun Movie Producer’s most classical shows; taking “B&R” hig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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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ird floor creates more thematic experience space. Panoramic traffic crystal digital sand table fully
interprets and systematically displays Changchun’s aviation, roads, and bus system operation in a threedimensional way; green and low-carbon slow interactive experience space enable more participants to travel

in Changchun, feeling ecological green’s four-season fragrance; sponge city open-style leisure experience area creates
friendly green space, offers children and elderly a space of popular science, entertainment and leisure, truly realizing
outdoor space and outdoor perception; scientific knowledge is no longer obscure puzzle. Eco-civilization secondary
element capacitor wall offers real demonstration of heating, power supply, gas, fire, sanitation and other urban green
recycling system; energy matrix reproduces future Changchun’s energy structure; energy pass tackling, through the
form of game, merges education in entertaining; visual large data city experience space will show all aspects of digital
city Changchun’s terrain, landform, geological, water, vegetation, traffic, population, place names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At present, Changchun Planning Museum has become another iconic professional exhibition venue with
the largest exhibit area, the most extensiv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eans in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come provincial capital Changchun's landmark building, cultural business card, and city liv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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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voi Inc. HQ office
Chief Designer David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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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gle’s services are not available in China, but that isn’t stopping it from making a significant investment in a
company based on Chinese soil. The U.S. search giant is backing Mobvoi, a four-year-old Beijing-based company
specializing in mobile voice technology. Founded by Google alumnus Li Zhifei in October 2012, Mobvoi, in

Chinese 'chumenwenwen', aspires to define the human-machine interaction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provides mobile voice search in China. Mobvoi’s product ‘Ticwatch’ is ranking number one in China’s smart watch market.
Not only does the technology have deep roots connected to Google, even its logo is similar to Google’s authentic color. The
company's Chinese name, 'Chumenwenwen' visually combines the two Chinese characters, 'door' and 'ask'. Designer David Ho
uses these two Chinese characters as the design idea to apply to the main entrance. The outline of two orange glass meeting
rooms attached on the left side of the reception area looks like the two Chinese characters, so that the logo and space makes
a perfect combination reflecting the compan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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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project: Mobvoi Inc. HQ officei
Location of the project: Beijing, China
Project area: 2,000sqm
Name of designer office: David Ho Design Studio
Link of designer office website: www.davidho.cn
Name of the photographer: Liang Zhe

C

EO Mr. Li wishes to provide their staff a great relaxation environment in the office,
so David planned a 300 square meter comfortable lounge area located in the south
side with the best view. This occupies 16% of the total office space compared to

using only about 5% in a general office lounge/pantry area. At the same time Mr. Li also requires
a minimum number of 150 workstations in the plan. The designer’s response to the challenge
is to replace the L-shape workstation with a straight one with an under-desk cabinet to save
space. Eventually, the number of desks meets the requirements of 153 in total and creates a
relaxing, bright and pleasa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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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voi is the only startup firm in China equipped with its own Chinese voice
recognition, semantic analytics, and search technologies. It has developed
a Chinese voice search mobile app with two million accumulated users, a

Chinese smart watch operating system and a smart watch called Ticwatch. In this way, 'talk'
becomes a major point of the company. Here, a total of 12 small to large sized meeting
rooms are placed with three extra open talking spaces. On the glass partition of the
meeting room, 'TIME IN CONTROL' is displayed, which is the slogan that emphasizes the
company’s culture and its core products in one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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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 space
design agency
office room
Chief Designer Chen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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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e, design is the way that I've been looking for humanism renaissance. It
is between the space and the human emotional , oversteps the boundary
between building and interior design, blend the building itself into the beauty

of the flashes of interior design, so that we can follow the laws of nature, have reached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man and environment . CNY space design agency integ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ior space and architecture & human, it expresses the inner
emotional appeal by design method .This groping way may seem difficult for others, but
I enjoyed it. This also the origin of the name of CNY space design. “Style” and “sentiment”
are probably the themes that this space intends to express. The overall tone with white, it
is a kind of persistent which in our hearts. In the eyes of the designers, they like white so
especially. The white is neither variable nor flattering, it mustn’t have slightest impurity,
even a little bit of dirt and stains are profane for the color. But at the same time, it's like
a “Nice guy ” in life, it can be match perfectly no matter what elements, sometimes it
presents its cold and cool, sometimes it’s charming and enthusiastic . Its feelings are
always p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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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ddition to the basic color in this work pace where is amusing and filled with wood everywhere. I have heard
the phrase: “Man does not live forever, but wood does.” A carpenter who is always probably unable to abandon
wood. The tactility of wood is warm and incomparable with other materials. Wood shavings with the fragrance

show the gift of a creator. Different wood, table or chair, cupboard or window, they are full of passion for life.
Moreover, even the wood are moved into the space under the modern colorful lights, they still can reflect the shadow
of nature. The wood may have no bright colors, but the truth is rooted in our hearts and relieve anxiety in the work At
the top of the light source is not busy processing, but when warm white light source shines down, it makes the whole
PROJECT NAME: CNY space design agency office room
AdDress: Olympic Building,Jianye District,Nanji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

door partition lets the whole space appear more spacious, and also express the inner harmony and peace. Starting

Case area: 230m

from the entrance, the reasonable spatial processing, the use of walnut and white marble, all set the overall color

Completed: 2016.07

motif, they seem “acting independently”, but they also fused with other. The minimalist aesthetic, it not only need to

Main case design: Chen Wei

control the whole space, but also about the designer's intentions and self-cultivation.

2

84

space seems to be more extended. What's more, in this clear light, one can do what you he wants to do. And the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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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 "love" to "creation" If you feel monotonous, a fine carving and a table with mottled textures, these add the most
vivid yellow color, there's a feeling of sunlight coming into heart. Unhappiness and worry can be dispelled when we do
what we love to do in our favorite space. Space design is a kind of aesthetics which can absorb nutrients from modern

works and ancient culture, then create a state of elegance, comfort, simplicity and elegance. When the night falls someday and
we want to take a look at the city carefully, it will be found that from the "love" has not been satisfied , desiring to have a space to
hold the willing of “creation”. So there is the concept of " Rural house” and “Perch desire”--a free space independent from the city's
tall buildings The concept of“Rural house” and “Perch desire” The name of “Rural house” is to abandon impetuous, how to develop
the artistic feelings about beauty? Thinking for a long time, finally chose the traditional culture. In Chinese, circle is completeness,
it is the concept that being inherited by Chinese today. The antique style handle has no sense of violation even it appears in
glazed door, this is the combination of modern and traditional elements. The ancient literati has his character, some loved
chrysanthemum, some loved bamboo, and some loved pine tree, therefrom, the Nature is an essential design element. Instead of
having the time to stare at the phone talking with the strange people, it is better to invite some friends to enjoy leisure in a natural
space. Arrangement of terrace light, creates a romantic and fashion atmosphere, and dotted with green in order to get rid of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ity, as well as the chilled steel and cement. The color of nature is the expression of our sense of space, we
can count the number of green leaves, look forward to the blooming day of flowers, take a look at the sunset, and wait for seeing
dawn. Only finding the life can appreciate the elegant understanding of life In order to create poetry. Understanding of art is from
life, analysis and simplification, thus can create the ultimate feelings! Perch desire——the dream of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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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3
Marco Acri, Antonio Di Foggia, Fabrizio Fasolino 세
명의 디자이너가 모여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FADD
Architects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을 시
작하며, 특유의 웅장하고 깔끔한 디자인 라인으로 인
테리어와 건축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다. 디자인
의 목표이자 종착지는 자재 본연의 모습, 환경을 지
키고 존중하는 것, 건축의 명료성과 기능성이라고 생
각하는 이들은 본인들만의 약속을 지켜가며 건강하
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성 은 주 기자

Design Studio: FADD Architects
Homepage: www.faddarchitects.com
Email: info@faddarchitects.com
Contact: +39 081 048 65 25

Project name: G43
Location: Gumpendorfer 060 Vienna
Build Area: 540 sqm
Photography: Andreas Wallner
Other Participants:
Structures -Glück Arkitecture
Design Collaborators - Lisa Idziorek
Construction Managers - Kaswurm Immobilien & Wohnbau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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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Vienna) 중심에는 깊은 역사와 스토리를 가진 건물이 있다. 그
리고 그 건물의 상위층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세련미 넘치는 공간을 구성
했다. Mariahilf 지구에 자리한 이 공간은 인테리어 디자인, 갤러리, 카페, 펍
(Pub), 음식점 등 예술과 문화가 융성해 있는 도시와 인접해 있다. 창의적이고
젊은 건축 회사 FADD Architects가 맡은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예술가, 맞춤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쇼룸 디자인, 아트 갤러리 등 각 분야의 장인(匠人)
들이 참여해 더욱 높은 퀄리티로 완성되었는데, 덕분에 주거공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하고 극적인 요소가 곳곳에 녹아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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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의 확장과 함께 총 3가지 타입의 아파트가 완성되었는데,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는 약 60평 그리고 약 50평
의 아파트, 발코니가 있는 약 30평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호화로움을 베이스로 하는 이 공간들은 흠 잡을 데 없
는 디자인과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오브제를 적용해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고급스럽
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이 공간들은 본연의 자재가 가진 컬러의 활용과 인위적이지 않은 공간 연출로 우아한 분위기
를 풍긴다. 흰 벽과 오크목 소재의 바닥, 단순한 라인의 가구까지, 전체적으로 정제되고 심플한 라인으로 구성된 공
간에는 비교적 톤 다운된 컬러의 가구를 배치해 자연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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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라인과 내추럴한 컬러 사용을 공통으로 하는 이 공간들은 똑똑한 공간 분리가 이루어진 침실, 화이
트 톤의 정돈된 욕실, 인테리어 소품 포인트가 있는 거실까지 군더더기 없는 공간들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60평과 50평의 넓은 공간을 보유한 두 개의 아파트는 많은 이들이 상상해왔던 주거공간을 현실로 옮겨놓
은 듯, 공간 그리고 디자인의 구성과 연출이 완벽하다. 50평 아파트 공간에는 하루의 피로를 개운하게 풀어
줄 미니 스파,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밝은 그레이 컬러의 향나무 사우나가 있어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 끝
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휴식을 제공한다. 약 60평 아파트 공간에는 LED 조명이 설치되어 더욱 화려하고
호화로운 함맘(Hammam, 터키식 목욕탕)이 있는데, 독특한 분위기, 쾌적함과 함께 집에서도 마치 온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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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파트는 모두 오픈 스페이스 유형
을 띄고 있으며, 화이트 월과 미니멀한
생활 공간 등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경
치를 자랑한다. 또한, 13층에 위치한 약
60평의 공간은 때론 유사하고, 때론 대
조적인 자재의 사용이 눈에 띈다. 문과
계단에는 같은 소재를 사용한 마감으
로 공간의 통일감을 주었고, 파사드 문
과 벽난로에는 각각 검은 빛깔의 철과
콘크리트를 사용해 다른 공간인 듯 오
묘한 매력을 더했다. 그 결과, 우아함과
자연스러움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
룬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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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TORY
In the heart of Vienna, it has been recently added a new structure on top of a historic
building. We are in the Mariahilf quartier, one of the coolest neighbourhoods, very
close to one of the most popular thoroughfares of the city with art and interior design
galleries, cafés, pubs and eateries of every sort and especially the Naschmarkt, the
famous market, certainly a must. The project was directed by the young architectural
firm FADD Architects who was responsible of the creative direction and interior project
manager. The architecture studio has worked in partnership with local companies and
artisans for custom furniture, interior design showrooms and art gallery for installations
of works inside the apartments. This rooftop extension generated 3 apartments with
different size, 190/170 sqm, both with terraces and with swimming pool, and 90 sqm
with balcony. This three luxury apartments, each of them impeccably decorated, are
currently still on the market for mind-boggling figures. We are talking about splendid
luxury yet not ostentatious with great attention paid to materials and colours, creating
a space with a natural and welcoming elegance. The two larger apartments have all the
comforts that you can imagine, from Gaggenau kitchen appliances to a real mini spa.
For the top 11(170 sqm), the architects designed a bespoke sauna with restful colours,
with cedar wood and light grey finishes, to give maximum relaxation after a busy day.
Instead, for the top 13(190 sqm), was tacked to a spectacular hammam with seat
covered in withe natural stone under a vault illuminated by LEDs. All three apartments
joined the open space typology: the Varenna Poliform kitchen, for the top 13/12, with
the grey oak wood finish, becomes a scenic backdrop to white walls and minimal living.
This is even more accentuated in the top13, where Italians architects have cleverly used
the same finish to conceal the door leading to the interior staircase, the same finishing
turns to cover the facade door of the fireplace, also designed by the architects using a
well made contrast: black iron and raw concrete. The result is a perfectly balanced and
elegant environment. The terrace with teak floor, outdoor kitchen and pool, give the
final touch for take the best of spring and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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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RKENWELL
GRIND
창의적이고 특별한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는 Biasol 디자인
스튜디오는 인테리어와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다. ‘디
자인의 힘’을 믿는 그들은 디자인을 통해 감성과 진심을 전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미 있는 디자인, 오래도록 변하
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하는 이들은 그 진심이 그대로 묻어난 결과물
을 클라이언트에게 선사한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
력을 입증해온 그들은 아름다운 디자인, 지속성이 높은 디
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어
행보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성 은 주 기자

Design Office: Biasol: Design Studio
Website: www.biasol.com.au
E-mail: jeanpierre@biasol.com.au
Instagram: @biasoldesign

Name of the project: Clerkenwell Grind
Location of the project: 2-4 Old Street, London EC1V 9AA
Completion: 15th November 2016
Area: 260 sqm
Category: Hospitality - Restaurant
Name of photographer: Paul Winch Furness
Link of photographer website: paulwf.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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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rkenwell Grind

Scale 1:100
5m

0m

1870년대에 지어져 깊은 유서를 가진 오랜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Clerkenwell
Grind(클러큰웰 그라인드)는 Biasol Design Studio와 Grind의 8번째 프로젝트로
전문 디자이너들의 손길을 통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입은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때로는 로맨틱한, 때로는 생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클러큰웰 그라인드

Clerkenwell Grind

Scale 1:100

5m 위치하고 있
0m
는 런던 중심부이자 핫한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Clerkenwell에

다. 사람들의 시선과 입맛을 한번에 사로잡는 커피, 칵테일부터 우아한 색감과 조
명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공간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이곳은 최고의 레스토랑이자
바(Bar)로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영국의 식사 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한 패턴 벽돌과 테라코타 파사드 뒤에는 선명한 컬러와 우
아한 분위기를 함께 띄는 인테리어가 존재한다. 풍부한 역사가 쌓인 유산의 모습
과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모두 담으며, 상반되는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
었다. 2개 층으로 구성된 클러큰웰 그라인드는 약 80평의 공간으로 각기 다른 4
개의 존(Zone)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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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는 6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식사 공간과 칵테일 바,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지하는
1층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와 느낌이 강조된 바(Bar)와 오픈 키친,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바(Bar) 특유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자재, 소품 등은 어떠한 한 나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덴마
크, 인디아, 미국, 호주까지 여러 나라의 것들을 활용해 독특하면서도 뻔하지 않
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특히, 메인 다이닝 공간에는 쉐브런(V형 무늬) 패턴의 목
재 패널로 가득한 벽 바로 아래 배치된 네이비 블루 벨벳의 플러쉬 뱅킷(긴 의자)
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별한 요
소다. 갸름한 형태에 산뜻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브라스 램프는 공간의 역사를 상
징하며, 부드러운 타원형의 거울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
관계를 생성해준다. 가구는 전체적으로 가볍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중
어두운 핑크 벨벳 의자는 고급스러움에 로맨틱함을 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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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더욱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바(Bar)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공간을 채운 슬림한 라인의
가구가 눈에 띄는데, 다양한 높이의 대리석 테이블과 황동 소재의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스툴, 1층과 마찬가지로 V형 무늬의 목재 패널, 청
록색보다 풍성한 느낌의 초록색 벨벳 의자를 특징으로 한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둥그스름한 조명은 유저가 원하는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
하며, 이는 늦은 밤 한 잔의 칵테일을 즐기는 시간에 특히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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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53.66
FCL 53.37
FCL 53.01

FL 50.01
CL 49.74
CL 49.58
FCL 49.41

FL 46.83

SPACE STORY
The rich heritage architecture of an 1870s warehouse was the backdrop for our eighth collaboration with Grind.
The project occupies a prime location in London’s up-and-coming Clerkenwell neighbourhood, alongside some
of the city’s next generation of dining venues. For the Grind team, this project represented the next step in
the growth of their business, marking their transition from successful coffee and cocktail venues to a full-scale
restaurant and bar. From a design perspective, this meant redefining the visual language that we developed for
their other locations and building a new flagship for the Grind brand that would set the direction for their future
Clerkenwell
Grind new take on the contemporary British
Scale
1:100
venues
– a dynamic
dining
experience. The building is a restored Grade II
0m

5m

heritage-listed warehouse that once belonged to colour merchant Thomas Mabe. Behind its intricately patterned
brick and terracotta facade, we sought to create a vividly coloured but elegant interior that would contrast
with the architecture while respecting its heritage. The venue spans 260 square metres across two floors, with
four distinct zones – at ground level, the main dining room accommodates sixty diners, with a cocktail bar and
private dining space, while the basement level houses a more intimate bar and night spot, alongside the open
kitchen and amenities. The project’s materials palette draws together custom design elements and products
from places near and far – Denmark, Indi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o name a few. In the main dining
room, a plush banquette in a navy blue velvet wraps around the walls, below navy timber panels with a chevron
pattern. Slender brass lamps and beautifully worn timber floors nod to the building’s history while, overhead,
angled oval mirrors create unexpected connections between groups of diners. The furniture is light and elegant
– marble-topped tables in circle, square and rectangle configurations with slender Ferm Living chairs upholstered
in dusky pink velvet. Alongside the entry, the casual dining zone features a second banquette – upholstered
in a blush-hued velvet – which looks toward the main bar clad in herringbone-patterned Carrara marble tiles.
Behind the bar, display shelving continues the brass theme. Opposite, a neon artwork by Toronto tattoo artist
Curt Montgomery is a playful addition. A key challenge was to open up the interior, so we worked within the
existing floorplan and strategically removed walls to make it function as two interconnected zones. Downstairs,
the materials palette continues in the intimate bar. We wanted to give the space a relaxed, feminine vibe,
with delicate materials and a finely resolved colour palette. Structured around a bar topped with cool Verde
Guatemala marble, the space is equipped with slimline furniture – high and low marble tables, and brass-legged
stools and sculptural Gubi Beetle chairs wrapped in pale pink felt. Chevron timber panelling reappears, this time
in a rich green above a teal velvet banquette. Along the bar, counter-top lamps with a bulbous, almost retro
form create a moody lighting scheme, perfect for late nights and goo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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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i Penthouse
Platau는 스스로를 디자인, 건축 등을 중심으로 모인 건축가들의
협업 플랫폼이라 여긴다. 다양한 건축가들이 모인 만큼 Platau는
중동, 아시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활동 범위를 자
랑한다. 디자인 연구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 조건에 더해 '시간의 흐름'을 고려
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다.

노 일 영 기자

Design Studio: Platau
Homepage: www.platau.info
Email: info@platau.info
Facebook: www.facebook.com/platau.lb

Architects: Platau
Location: Beirut, Lebanon
Area: 650.0 m2
Photographs: Wissam Chaaya
Manufacturers: C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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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은 대한민국 면적의 10분의 1에 가까운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에 접한 위치 덕분에 무역항으로 유명하며 중
동의 진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수도인 베이루트(Beirut)는 중동의 파리(Paris)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야경과 자
유분방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모여 사는 덕에 흔히 생각하는 중동의 이미지와는 딴판으로 자유롭고
화려한 곳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레바논은
이집트, 터키와 함께 중동권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대중문화 강국이기도 하며 특히,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디자이너와 스튜디오들이 모여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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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어내고 있는 Platau는 레바논의 훌륭한 스튜디오
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취를 보이고 있다. Wadi
Penthouse(와디 펜트하우스)는 레바논의 수도 베
이루트의 중심부, 와디 아부 자밀(Wadi Abu Jamil)
에 위치한 주거 공간이다. 프로젝트는 4인 가족을
위한 2층 펜트하우스의 리노베이션으로 기획됐다.
리노베이션 전에는 중동의 전통적인 내부 구조에
따라 현관의 응접실을 제외하고는 공간의 상호작
용을 제한하는 닫힌 구조로 되어 있었다. Platau는
펜트하우스의 제한된 공간적 상호작용을 개선하
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Platau가 Wadi Penthouse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한 요소는 닫힌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택의 중앙에 다른 모든
공간들과 통하는 중간 역할의 공간을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새롭게 구성했다. 계단과 발코니
로 표현된 이 공간은 집의 중앙에서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고 공간의 소통을 돕는다. 완전히 열리지도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중간 상태의 공간으로 공간
의 소통뿐 아닌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
고 있다. 디자이너는 이중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통
해 사용자의 시선과 관심을 공간 전체로 확장시키
고자 했다.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을 만끽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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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우디
아라비아 등 주변 국가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의 레바논
이기에 가능한 디자인이다. 전통적인 중동 주거 양식에서
는 현관 입구에 응접실을 만들어 방문자가 응접실 안쪽을
볼 수 없도록 한다. 집안의 부녀자를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와디 펜트하우스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나무를 활용
한 표면이다. 전체적으로 희색 페인트와 흰색 대리석을 사
용해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면서도 가지런한 나무를 이용해
편안한 분위기를 더했다. 나무는 계단과 발코니를 통해 수
직과 수평으로 나뉜 공간에 안정감을 더하며 색다른 볼륨감
으로 즐거움을 더하기도 한다. 나무 사이로 드러나는 또 다
른 나무 표면과 열린 틈도 의도된 것으로 견고함과 즐거움
을 동시에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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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TORY
The project is an interior refurbishment of a two floors penthouse for a family of four, located
in Wadi Abu Jamil in Beirut Central District. The original arrangement of the penthouse
presented a fragmented circulation between its two floors with poor spatial interaction, and a
narrow main foyer. The most significant spatial intervention was the introduction of a double
height space at the center of the house, reorganizing around it the once fragmented realms
of living areas, work areas, storage and bedrooms. Defined by a cladded wooden skin, such
element features a widened entrance that transitions smoothly to the reception and brings
back to its center the staircase as a feature element.The stairs become a floating structure
within such space, suspended from the ceiling through vertical steel profiles that emphasize its
lightness and its detachment from skin and slab, as if it’s floating in the middle of the double
height space. The wooden skin’s form reconciles the different misalignments and provides a
curvilinear horizontal and vertical continuity between the widened lobby and adjacent spaces
on both floors. This skin integrates doors to adjoiningrooms,storage closets, see through
cutouts and incorporated lighting.It turns the corner to maintain the same treatment for the
inner living room wall. Steel profiles stick out of the skin to create door handles and shelves.
Complementing the minimal materiality, a playful custom made steel and copper lighting
fixture hangs from the double height reception. In contrast with its wooden skin core, the
remaining surfaces of the penthouse are white paint for walls, white marble for floors and
white steel for the staircase. The different rooms are designed with a recurrent system of
having the exterior walls painted white and the internal walls with different playful wood
cladding to incorporate doors, library and closets.During its development and execution
phases, the project became an exploration of the wide array of means for both designing and
fabricating architecture on the light on local craftsmanship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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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TONWORKS
BUDAPEST OFFICE
GASPARBONTA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종합 예술, 디자인 및 건
축 스튜디오다. 상업, 주거 등 인테리어, 브랜딩 및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기능의 균형점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노 일 영 기자

Design Studio: GASPARBONTA
Homepage: www.gasparbonta.com
Email: gaspar@gasparbonta.com
Facebook: www.facebook.com/gasparbonta.official

Client: Hortonworks(hortonworks.com)
Interior Design: GASPARBONTA
Lead designer: Gaspar Bonta
Assistant designer: Orsolya Lorincz
General contractor: ETNA(www.etnakft.hu)
Photography: Bálint Jaksa Photography(www.balintjaksa.com)
Location: Budapest, Hungary
Area: 290 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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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tonworks(호튼웍스)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Santa Clara, California)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컴퓨터 소프트
웨어 회사다. 미국,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마케팅을 펼치는 호튼웍스는 최근 헝가리의 SequencdIQ(세
컨드아이큐)를 인수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 Hungary)에 새로운 오피스를 런칭했다. 새로운 오피스는
세컨드아이큐가 사용하던 오피스와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해 설계됐다. 설계에는 원래 세컨드아이큐가 사용하
던 오피스를 설계했던 인연으로 헝가리 건축계의 스타 GASPARBONTA(가스파르본타)가 참여했다. 가스파르본
타는 미국 IT업체와 헝가리 IT업체의 성공적인 화합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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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파르본타는 호튼웍스의 오피스를 위해 개방, 활기, 환영을 기본 컨셉으로 삼았다. 개방(Open)과 활기(Playful),
환영(Welcoming)은 전 세계 IT업체가 공유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새로운 인수합병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에
는 필수적인 가치라 여겼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이들도 쉽게 친구가 되는 놀라운 공간, 모두를 위한 즐거운 공간
의 구체적인 표현형으로 가스파르본타는 놀이터를 선택했다. 기본 컨셉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공간은 그래서 '어른
을 위한 놀이터(Adult Playground)'로 완성됐다. 즐겁고 쾌활한 분위기가 넘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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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가스파르본타는 무려 100개가 넘는 식물을 설치했다. 모래사장과 시소, 미끄럼틀이 생각나는 한국의 놀이터와
달리 헝가리의 놀이터는 잔디와 나무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 살로 만들어진 파티션에 걸린 화분은 헝가리 고유의 자연이 주
는 편안함과 놀이터의 즐거움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적으로는 우드 컬러와 화이트가 골고루 쓰인 밝은 공간이지만 여기에 더해 가스
파르본타는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 높은 채도의 색상을 과감하게 활용했다. 카페, 유리 벽, 문, 소파 등에 사용된 컬러는 다양한 식물,
나무색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숲속 놀이터에 놓인 놀이 기구를 만나는 듯 반갑고 설레는 분위기를 만든다.
즐거움을 주는 많은 요소에도 불구하고 가스파르본타는 '현대적인 IT업체의 오피스'라는 공간의 본질을 잊지 않았다. 비트(Bit)로 구성
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회사의 제품인 클라우드(Cloud, 구름)를 형상화한 천장의 디지털 구름이 공간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준다. 가
스파르본타는 또 최적의 업무 환경을 위한 맞춤 가구, 직원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오픈 오피
스 구조, 카페와 휴식 공간, 전화 통화를 위한 특별 공간 등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직원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오피스를 만
들었다. 디자이너는 호튼웍스 오피스를 '현대적인 사무실'과 '어른을 위한 놀이터'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자신들의 답변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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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TORY
HORTONWORKS is a business computer software

made up from tiny drops of water and the clouds we use

company based in Santa Clara, California. The company

in computing, which are made up from tiny bits of data.

focuses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Apache

Lots of wooden surfaces - floors, dividers and furniture -

Hadoop, a framework that allows for the distributed

and dark, painted surfaces were used to create warm, cozy

processing of large data sets across clusters of computers

moods in certain areas.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via Wikipedia). After designing an office in 2015 for

seating all over the place, to offer people multiple choices

Sequence IQ, a Budapest-based development firm

to find the best place for them. There are over a hundred

acquired by Hortonworks, we had the chance to continue

plants installed in the office, to generate nice, living, big

the cooperation with the firm this year, in their recent

green surfaces which are essential in the everyday city life

expansion in Budapest. The new office is located in the

to keep our balance. Best of all (besides the visible server

same building, just three floors below the first one, with

in the IDF room), there is a breakout space in the middle

the same geometrical possibilities. We went on with our

of the open office spaces, with a comfortable carpet,

original concept, to create an open, playful, welcoming

some beanbags and lots of plants - something like the

environment for all employees, something like an 'adult

contemporary equivalent of an arbor. Add that and the

playground', just like last year, only with different tools.

reflection of the tiles with 3D patterns on both ends of the

We use simple colors on big surfaces, red, green, blue -

office on the large colored glass surfaces - like the phone

the same colors our monitors use to generate every color.

room called 'Hotline Bling' - to vivid colors, open spaces

The ceiling in the open spaces is covered with a unique

and green surfaces. This is our vision of a contemporary

wallpaper we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project, a cloud

office, the 'adult playground'.

made up from small dots. Just as the actual cloud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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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 GILT
쿼츠랩(quotes.lab)은 정한, 박성재, 서동한 디자이너가 이끌
어 가는 디자인 회사다. 성수동의 ‘자그마치’를 비롯해 ‘하이
드 미 플리즈’, ‘1064 스튜디오’, ‘ 텐트 서울’, ‘호호 식당’ 등
다양한 컨셉의 프로젝트 공간을 기획했다. 2012 reddot, 2011
IF, PIN-UP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가고 있다.

			

고 민 주 기자

Design: 쿼츠랩
Homepage: www.quoteslab.kr
Contact: 02-601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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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프랭크 앤 길트 PLANK & GILT
설계: 쿼츠랩 / 서동한
시공: 클라이언트 직접시공

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고객을 끄는 디자인으로 지리상의

면적: 87.7m²

아쉬움을 보완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민트색 공간

천장 - 노출천장, 지정색 도장마감
사진: 여인우

Korea

에 위치해 있다. 지나가다 눈에 띌 수 있는 자리가 아니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8-17 4층
마감: 벽체 - 목재보드 및 파벽돌, 지정색 도장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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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골목 어귀에 위치한 프랭크 앤 길트는 건물 3층

PLANK & GILT

은 한 쪽 벽면을 꽉 채운 통유리와 더불어 여름날의 상
쾌함을 연상케 한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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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츠랩이 디자인한 프랭크 앤 길트의 컨셉은 ‘낮’이다. 주로 주간에 사용하게 될 공간과 큰 창을 활용해 디자이너는 강
한 색감과 톤으로 낮을 연출했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역시 프랭크 앤 길트가 고려한 요소로 파스텔 톤 공간에 풍
부한 색채를 표현해준다. 빛은 프랭크 앤 길트의 낮과 밤 분위기를 서서히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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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
리스’를 공간에 투영시켰다. 전면 창
은 건물의 얼굴이고 그 얼굴 속에 앨
리스가 있을 법한 공간을 연출한 것
이다. 동화 속의 앨리스는 한번도 경
험해보지 못한 현실과 맞닥뜨리더라
도 선입견 없는 태도로 세상을 받아
들인다. 어쩌면 디자이너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환상과 감각을
프랭크 앤 길트를 통해 전하고 싶었
는지도 모른다. 낯선 세계에 대해 경
계 대신 관용을 품는 앨리스의 태도
역시 현 시대에 위로를 전하는 디자
이너의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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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사옥
과정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힘을 부여한다. 하늘디자인
(Skydesign)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공간을 기획하고, 공간에 관한 맞춤형 개념을 추구한
다. 소통하는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완성된 공간
을 만들어간다.			

노 일 영 기자

Chef Designer: 이성재
Design Studio: 하늘디자인(Skydesign)
Homepage : www.skydesignplan.com
E-mail: lsjdesign@naver.com
Contact: 02-9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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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성재 / 하늘디자인(Skydesign)
설계&시공: 이성재, 이동재 / 하늘디자인(Skydesign)
프로젝트명: 하나생명 사옥
사진작품: 김중만(Studio Velvet Underground)
위치: 서울 중구 을지로 66
면적: 1F 손님창구 41.54㎡ / 12.13F 사무공간 2261㎡
바닥 마감: 강화마루, 카펫트, 데코타일
벽 마감: 유리, 금속, 도장, 필름, 도배, 자작나무
천정 마감: 자작나무
사진: 여인우

하늘디자인은 클라이언트와 기업의 철학, 가치, 원칙 등을 공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이전 작업에서 보여줬듯
이번에도 역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꼼꼼한 기획으로 공간을 완성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하
늘디자인은 이번 프로젝트도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손님 창구와 소통(疏通)할 수 있는 직원들의 공간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진행했다.
1층에 위치한 손님 창구는 고객과 생장(生長)하는 하나생명의 의미를 담기 위해 많은 생각과 노력을 거쳐 완성했다. 처음 들어서면 집처럼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을 통해 따듯함을 전하고 공간 전체를 시각적으로 패턴(Pattern)화했다. 바닥을 제외한 모든 마감재로 자작나무를 선
택한 것이 특징이다. 자작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향기는 후각 및 촉각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
다. 디자이너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역할, 고객 인생의 동반자라는 하나생명의 인식과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객을 위한 배려였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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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층에 위치한 임직원 공간은 소통을

직장인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과 회의실

주제로 삼았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원

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하늘디자인

들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이 찾아낸 해답은 행복과 즐거움을 공간에

를 공간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

더하는 것이었다. 행복과 즐거움을 더한 공

다. 최대한 벽체를 없애 이동과 공간의 기

간을 만들기 위해 하늘디자인은 직장인들

능을 극대화했다. 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이 스스로 생활하는 공간을 사색(思索)하는

있도록 만들었지만 하늘디자인이 생각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했다. 사색을 위한

는 디자이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

공간에 김중만 작가의 사진을 채워 비로소

다. 디자이너의 고민은 공간이 아닌 생각과

소통을 위한 공간, 행복과 즐거움을 더한 공

마음, 감정이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갤러

었다. 디자인이란 직관적인 문제를 재해석

리처럼 기획된 공간은 그래서 평범한 복도

하는 활동이라 여기는 하늘디자인은 공간

나 지루한 직장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이 있

에 행복과 즐거움을 더하고 이를 통해 소

는 공간이 됐다. 작품과 공간을 통해 사색을

통을 완성하고자 했다.

경험하고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공간이 임직원들에게 사색의 즐거움을 주
고 소통의 실마리를 줄 수 있기를 바랐던
디자이너는 공간을 완성하면서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그곳에 잠시 서 있고, 그 순
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I stood there
for a while, contemplating and admiring. I
wanted to remember that moment forever.)"
고 했던 캔디 펭(Candy Feng)의 문장을 끊
임없이 되새겼다 말했다. 또 완성된 공간을
소개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디자이너에게 신뢰를 보여준 임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공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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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d
Coffee
에이매스는 2014년 도시 환경에 반응하는
공간 생산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공간 계
획뿐만 아니라 운영 전략 시나리오를 구
성해 최종 결과물을 건축주에게 제안한다.
도시 밀도, 토지 가격, 소비자 취향 및 변
화하는 사회적 요구 전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건축주의 개발 의도와 필요성을 충
족시키는 공간을 선보인다.

고 민 주 기자

Design: 에이매스(A.mass)
E-mail: amassoffice.com
Contact: 02-79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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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에 위치한 볼드 커피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
진 건물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자리해있다. 지상 1층 입구를

BOLD COFFEE

프로젝트명: 볼드 커피(Bold coffee)
위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성지길58

접하게 된다. 두 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은 자연광 유입을

면적: 190㎡
주요 마감: 벽돌
바닥 마감: 무광 에폭시

오는 빛을 따라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흡사 공공공간을 연

벽 마감: 노출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상케 하는 지하층과 마주하게 된다. 지하층은 일반 층고보다

천장 마감: 노출콘크리트

비교적 높아 넓은 공간감을 연출한다.
Korea

설계&시공: 에이매스(A.mass)

통해 공간에 들어서면 왼편에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위해 최대한 넓게 뚫려있다. 지상의 전면 유리를 통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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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에이매스(A.mass)

사진: 여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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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은 누구나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자 제약
없이 활용되는 장소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혹은 간
단히 끼니를 떼울 때, 길을 걷다 잠시 쉬어갈 때, 거
리공연 역시도 공공장소 안에서 이루어진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커피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테이
블로 순식간에 전환된다. 모두가 주인이자,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무한의 영역인 것이다.
에이매스는 그런 공공장소의 이미지와 기능을 볼드
커피 공간에 투영시키기로 했다. 우선, 길거리 인도
에 사용되는 벽돌을 전체 인테리어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했다. 테이블이 놓여있는 1층과는 달리 지하층
은 벽돌로 제작한 스트리트 퍼니쳐 형식의 테이블과
좌석으로 자유로운 구조를 구성했다. 이용자는 지정
된 의자와 테이블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간
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사용상 불편함을 없앤 최
소한의 마감은 공간 특유의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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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축적 경험뿐만 아니라 쾌적한 조
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지에서 생육
가능한 화초를 지하 공간 곳곳에 배치했
다. 지상에서 들어오는 빛과 주변 곳곳
에 놓여진 화초, 공간을 비추는 조명이
어우러져 언뜻 보기엔 어둡고 삭막할 것
같은 지하층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
며 볼드 커피 공간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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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nbook-pity
최근, 당인리발전소란 이름으로 유명한 서울화력발
전소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여는 공간이 늘고 있다. 벌
써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카페가 생기고 있으며, 젊
은이들이 모이는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합정동에 세렌북피티
(Seren-book-pity)라는 서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세
렌북피티는 서점이지만 커피와 차, 세계 맥주를 판매
하는 카페이며 동시에 작가들의 강연이 열리고 소모
임이 열리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고유의 개성과 감
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서점과 카페가 제공하지 못했
던 문화적 감수성을 제공한다. 세렌북피티를 기획한
것은 주인인 김세나씨로 디자인 스튜디오 써드스페
이스와 함께 공간을 만들었다.

노 일 영 기자

Director: 김세나
Design Studio: 3rd Space
Facebook: www.facebook.com/serenbookpity
E-mail: serenbookpity@naver.com
Contact: 02-635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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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공부한 적 없는 김세나씨가 세렌북피티를 기획하며 가장 신경 쓴 것은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렌
북피티를 찾는 고객은 물론 가장 오랜 시간 공간을 사용하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디자인 스튜디오 써드
스페이스와 함께 만들어낸 공간은 덕분에 구석구석 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고민으로 가득하다. 정직하지만 감성적인 공간은 오히려 정식으
로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편견 없는 배려와 선입견 없는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공간은 빈티지 스타일로 꾸며졌다. 콘크리트를 노출해 마감한 천장과 벽면, 바닥은 건물에 내재한 날것 그대로의 매력을 드러낸

디렉터: 김세나(세렌북피티)

다. 가구는 목재와 철재를 균형 있게 사용했다. 나무로 된 책상에 금속 프레임과 레일을 더하고 나무 테이블과 철재 의자를 매치하는 등

설계 및 시공: 써드 스페이스(3rd Space)

재료가 주는 감각이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공간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책장에 레일을 달

위치: 서울시 마포구 함정동 200-1

아 종종은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가볍고 이동성이 좋은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한 것, 책장을 겸하는 문, 앞
뒤로 트인 복도 등이 그렇다.

172

Korea

Seren-book-pity

용도: 서점, 복합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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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휴먼 스케일에 맞춰 계획된 디테일이다. 보기 좋은 공간을 넘어 사용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소
파 좌석의 길이와 사용자의 눈높이, 조명의 방향과 조도까지 세심히 신경 썼다. 카페와 바를 겸하는 복합 공간이지
만 서점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북베드, 북소파 등의 신선한 연출도 눈에 띈다. 세렌북피티에 담긴 주인
의 취향, 빈티지 스타일은 오래되었지만 가치 있는 것을 뜻한다. 빈티지한 공간이란 그래서 오래도록 사용한, 합리
적인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공간이다. 공간으로서의 세렌북피티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인간에 대한 오랜 고민
이 담겼기에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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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
COTTAGE
김석, 나진형 부부가 운영하는 튠플래닝
(Tune Planning)은 공간을 조율한다는 뜻
으로 공간의 숨겨진 매력을 드러내 실용적
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건축과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마다 스튜디오만의 명민한
결과물로 호평받고 있다.

노 일 영 기자

Chief Designer: 김석, 나진형
Design Studio: 튠플래닝
Homepage: www.tuneplanning.com
E-mail: tuneplanning@naver.com
Contact: 02-412-2866

176

Korea

COLLAGE COTTAGE

Korea

COLLAGE COTTAGE

177

튠플래닝의 콜라주 코티지(Collage Cottage)는 서울
역 앞 빌딩 숲 사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골목을 통해 언덕과 계단 사이, 외국
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공간을 만날 수 있
다. 주택 입구의 오래된 콘크리트 계단은 클라이언트
가 가장 매력을 느낀 공간이었다. 디자이너는 클라이
언트의 의견을 존중해 계단과 주택이 배타적인 관계
가 아닌 소통하는 관계가 되도록 배려했다. 덕분에 콜
라주 코티지는 계단과 골목에 담긴 의미와 시간을 훼
손하지 않고 역사성을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 내부
와 외부의 매개로 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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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와의 상의를 통해 콜라
주 코티지를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기로 결정했
다. 본래 주택으로 쓰이던 공간을 게스트하우
스로 만들면서 클라이언트가 처음 원했던 것
은 영국식 빈티지 하우스였다. 그러나 외국인
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과 골목과 계단, 주변
주택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 근대 건축
을 담은 빈티지 하우스로 방향을 잡았다. 덕
분에 콜라주 코티지는 한국 근대 건축의 숨겨
진 매력을 담은 공간, 주변 건물과 지역의 상
징과 역사성을 담은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공
간으로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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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튠플래닝 / 김석,나진형
설계팀: 튠플래닝 / 박혜진
시공: 튠플래닝
위치: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

3

용도: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2

면적: 232.23㎡ (B01: 65.22㎡, 101:29.61㎡, 102:23.44㎡, 201:60.01㎡, 301:53.95㎡)
바닥: 강마루, 콘크리트 폴리싱
벽체: 도배
천장: 합판,도배
사진: 여인우
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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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1

3

1

1 BEDROOM
2 KITCHEN
3 BATHROOM

디자이너는 외국인을 위한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공간을 나누고 각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입혔다. 논의 끝에 근대 건축
을 상징할 수 있도록 이상, 윤동주, 권진규라는 당대의 작가들을 공간에 투영하기로 했다. 세 명의 작가를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가라
는 공통점과 세 작가의 개성을 표현해야 했다. 먼저, 작가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컬러를 사용해 공간마다 느낌을 달리 줬다. 동시에 스
텐실로 구현된 서구식 빈티지를 상징하는 문양을 공통 요소로 사용해, 세 작가 고유의 작품 세계와 개성, 공통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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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상을 담은 공간은 유행을 선도하는 골드 컬러와 작가의
정신세계가 담긴 그린을 메인 컬러로 설정했다. 주택 뒤편에는
숨겨진 공간인 후정(後庭)을 마련했다. 윤동주 시인이 작품에 표
현한 고독함과 부끄러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매력적인 공간이
다. 2층과 옥탑 층은 권진규 작가가 담긴 공간이다. 1층과 마찬가
지로 작가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컬러를 사용했다. 특히 기
존의 물탱크실과 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계단은 작가의 작업실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공간의 구성을 부
드럽게 전환하는 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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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 CAFE
안양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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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진화가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리라 꿈꿨지만, 현실은 하이
테크 기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투익
스(INTOEX)는 사람이 존중되는 환경, 사람의 생각과 생활의 질이 중
심이 되는 문화적인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사람과 공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인투익스는 상업공간, 주거공간, 의료공간
등 다양한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노 일 영 기자

Design Studio: INTOEX(인투익스)
Homapage: www.intoex.co.kr
Contact: 02-54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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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즈카페(Pause Cafe)는 바쁜 현대인이
품위 있는 분위기에서 집처럼 편안한 휴
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퍼즈카페
는 그래서 휴식을 위한 공간, 잠깐의 쉼
을 위한 공간을 추구한다. 다년간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투익스가 퍼즈카페의 디자인을
맡았다. 커피와 브런치, 베이커리가 한데
모인 퍼즈카페의 정체성과 카페와 레스
토랑을 잘 이해하는 인투익스의 협력으
로 완성된 퍼즈카페 안양점은 번화가 오
피스 건물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바쁜 직장인의 걸음에 휴식과 쉼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유롭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퍼즈카페는 요즘 유행하는 내츄럴하고
소박한 카페들과는 달리 오히려 도시적
이고 모던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일련
의 유행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고 적당한
품위를 지킨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은 높은 천장과 L자 모양으로 된 홀 내부
의 구조다. L자 모양으로 배치된 테이블
과 그 중간에 위치한 바리스타와 주방이
안정적인 구조감을 준다. 바리스타존 위
에 설치된 금속 장식은 공간에 깊이감과
확장감을 더한다. 선과 선의 연결로 말미
암아 드러나는 깊이와 확장은 휴식을 위
한 공간에 시간의 연속성을 더해 차분하
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천장의 블루그린
컬러는 편안한 느낌을 배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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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바리스타존을 제외한 홀은 크게 L자 모양의 두 첨단과 꼭짓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로 이어진 공간임에도 조명과 컬러를 이용해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입구 좌측의 공간은 네온사인을 이용한 메시지와 거울로 마감된 벽이 특징이다. Let's Pause라는 메시지의 의미와 활동적
인 네온사인 빛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 거울을 통해 확장된 공간감이 만드는 입체감이 어우러져 재미있는 공간이 됐다. 휴식에 종류가 있다면 이
공간의 휴식은 격렬한 활동 중간에 생긴 짧은 브레이크 타임 정도일 것이다. 바쁜 일상 와중에 잠시 들러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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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자 모양의 다른 쪽 한편은 반짝이는 크롬 파이프와 조명을 이용해 화

한쪽 벽면에 걸린 거울을 이용해 만든 커다란 조형물은 그 자체로 아름

려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비처럼 내리는 빛과 반짝이는 파이프가 마

다우며 조명과 함께 의미심장한 풍경을 만들기도 한다. 어느 방향으로

치 한편의 불꽃놀이를 보는 듯 화려한 공간을 만든다. 겉보기에 화려

도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거울 자체의 형태가 편안한 휴식 시간에 즐거

한 조명은 그러나 좌석에 앉으면 더없이 편안한 조명으로 변한다. 마

움을 더한다. 거울 옆,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팅룸이 있다. 조금 더

주 앉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거나 노트북 화면을 보기에도 편안하고 아

조용하고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미팅룸은 전체 공간에 사용된 컬

늑한 공간이 된다. 앉은 채로 시선을 올리면 쏟아지는 빛줄기의 화려

러와 대비되는 눈에 띄는 컬러와 조명이 인상적이다. 짙은 오렌지색으

함에 놀라지만 고개를 내리면 편안해지는 반전이 있는 공간이다. 사진

로 채워진 공간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유니크한 조명이 아늑하면서도

을 찍기도 좋다.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든다.

프로젝트명: PAUSE CAFE 안양점
설계: 양윤준, 전중선(INTOEX)
설계팀: 강신영(INTOEX)
시공: 남현택(INTOEX)
위치: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B동 1F
면적: 202m2 / 61 py
바닥: 포세린타일, 모자이크타일, 컷팅타일
벽체: 타일, 도장, 은경, 금속, 우드플로링
천장: V.P도장, S’STL CUBE
사진: 여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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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Station
디자인연구소 마음은 건축 및 인테리어 설
계, 시공을 주 업무로 하며 가구와 조명 디
자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자
인 회사다.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 기획, 마케팅
분석 등 토탈 디자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
으며, 핵심 역량인 건축, 디자인 노하우와
리모델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실현하고 있다. 고객 만족, 혁신 및
개선을 통한 삶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 일 영 기자

Chief Designer: 최형곤
Design Studio: 디자인연구소 마음
Homepage: www.designmaum.co.kr
E-mail: maum@designmaum.co.kr
Contact: (02)518-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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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학교 내부에 위치한 에이스 스테이션(ACE Station)은 학생들의 쉼터와 컴퓨터 학습공간으로 기획됐다. 디자인 콘셉트는 학
교의 네이밍(큰 대大, 수풀 림林)에서 가져왔다. 실내 공간에 큰 숲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었다. 에이스 스테이션이 있는 대학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디자이너는 콘크리트 건물의 삭막한 느낌을 없애고 녹색 숲의 느낌을 제공하는 사
막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학생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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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스테이션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학습공간과 미팅룸이 있는 학생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휴식뿐 아니라 컴퓨터 학습공간으로
도 계획된 만큼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디자이너는 이를 위해 기존의 창을 그대로 살려 자연
채광을 실내로 끌어들였고 막혀있던 복도 벽을 철거하고 리듬감 있는 Glass Wall로 마감해 복도까지 확장감이 살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식물
을 공간에 배치해 자연의 안정감을 공간에 더하고 동시에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설계: 디자인연구소 마음 / 최형곤
설계 및 감리: 디자인연구소 마음 / 서자현, 이병욱, 김현성
디렉터: 대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최은영교수
시공: 안스에이디 / 백현
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대림대학교 퇴계관
용도: 휴게공간
면적: 390㎡
바닥: PVC타일, 우드플로링
벽체: 이끼타일, 구로철판, 도장
천장: 도장
사진: 김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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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 스테이션은 스터디와 휴식, 회의까지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의 라운지로 기획됐다.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컬러와 재료는 배제했다. 무채색의 공간에 푸르른 초록색의 이미지만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숲의 느
낌을 강조했다. 공간의 중심에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산 원목 기둥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간에 웅장한 숲의 느낌을 더했고
초록색 천연 이끼를 벽면에 심어 공간에 자연의 느낌을 듬뿍 담았다. 느낌뿐 아니라 습도조절까지 가능한 친환경적인 연출이
다. 천장에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조명을 사용해 나뭇가지와 잎이 뻗어 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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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배치된 나뭇가지 형태의 흰색 구조물은 디자인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옷과 가방을 걸 수 있어 기능적
역할에도 충실하다. 테이블에 설치된 무선 휴대전화 충전 시스템과 USB 겸용 콘센트 등은 IT 제품과 익숙한 학생을 고
려한 스마트한 배려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바닥의 단
차이를 없앴다. 상담의 편리를 위해 카운터에 높낮이 변화를 주는 등 유니버설디자인도 고려한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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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도어·몰딩
JUN

JUL

수전

AUG

욕조

SEP
OCT

바닥재

창·창호

NOV
dec

내장재

페브릭

벽난로·난열

APR

JAN

공구

feb

타일

MAR

벽지

조명

DECOjournal Detail

셋 / SET
벽에 부착한 후 360도로 돌려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벽 조명으로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두오모는 세대를 초월하는 세계적인 굿 디자인의 가구,
조명, 욕실, 타일, 바닥재 등을 전시해 소개하고 있다.
주거, 상업, 사무 공간 등 생활 환경에 대한 디자인 컨
설팅 및 기획을 하고 있으며, 리테일 및 프로젝트로 이
루어진다. 당사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성격 및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에 적합한 제품과 플래닝, 시공, 데코레이션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두오모는 국제적인 생활문화
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세미나,
이벤트, 아카데미 등 디자인 관련 분야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인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카피캣 / Copycat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공이 붙어 있는 카피캣은 감각적인 디자인의 테이블 조명이다. 큰
유리볼 옆의 작은 볼은 24K 금이나 코퍼, 블랙 니켈, 폴리쉬 알루미늄으로 선택 가능하다.

공간 전체를 밝히는 조명과 독서 등처럼 옆에서 은은히 비춰주는 조명의 두 가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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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오모

Captain Flint

캡틴 플린트 / Captain F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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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신비한 매력의 조명, 특색 있는 오브제, 환상적인 디
체크메이트 나이트 인 테라코타
/ Checkmate Knight in terracotta

자인의 가구를 자랑하는 인다디자인(Indahdesign)은 유명 디자
이너 케네스 코본푸의 디렉팅 아래 디자인된 다양한 오브제를

천연 섬유 소재를 사용해 핸드메이드로 제작한 체크메이트는

국내에 소개하는 수입가구, 조명, 인테리어 소품 회사다. 혁신

부드러운 금빛 내부와 어우러지며 따뜻한 공간을 연출한다.

적인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가구와 조명으로 공간에 모던
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인다디자인은 크리
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가구, 조명, 자연조
형물, 소품, 전시 기획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활약하며, 그
들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판당고 / FANDANGO
무명 소재의 면천으로 만든 판당고 조명은 춤을 추며 치맛자락을 휘날리는
소녀 모습을 형상화한 조명으로 우아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손으로 구부러트린 금속 막대가 수백개의 작은 사람들을 연상케 하며 공간에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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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인다디자인

캐러셀 / CAROUSEL

선명한 무명 줄이 테를 휘감아 미니멀한 윤곽을 드러내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조명이다.

리틀 피플 / LITTLE PEOPLE

카이 지 플로어 램프 / KAI Z FLOOR LAMP
동양미가 느껴지는 디자인 조명으로 공간에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Detail

인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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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 Infinity 린노의 모듈화된 라인조명 시스템이다.

비츠조명은 (주)비츠의 조명
전문 브랜드로 2012년 론칭한
이후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

린노의 라인조명시스템은 효율적인 시공

인 매장을 통해 총 7천여 개 이

설치 및 배선이 가능하도록 모듈화된 시
스템이다. 린노 제품들의 다양한 빛 조절

프링 9등 인테리어 조명

기능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다양

간결한 라인의 나뭇가지 위에 빛의 열매가 열린

한 요소를 고려해 쾌적한 빛 환경을 조성

듯한 감성 인테리어 조명이다.

상의 다양한 조명 제품을 선보
이고 있다. 고객과실·품절·
최저가 보상제로 대표되는 고
객만족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

해준다. 2012년 린노는 기존의 전통적인

입했으며, 최근 홈페이지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과 더불어 무료 출장 컨설팅

아이디어 그리고 디자인을 고려한 조명

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 확장

회사를 설립했다. 현재에는 혁신적인 디

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성장과

자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일의 스마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라인조명시스템으로 많은 건축, 인테리
어, 조명 분야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소

올 인피니티 프로덕트 / All_Infinity_Product

스테이 1등 인테리어 조명

통하고 있다.

린노의 모든 제품은 모듈화된 부품구성으로 설치자가 손쉽게 조립 가능하다.

인테리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포인트 조명이다. 하나의
조명뿐 아니라 여러 제품의 전선 길이를 조절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인피니티 / In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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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는 1995년 설립되어 빛으로 사람의 감성을 디자인하고 고객 삶
의 질을 높여주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조명기구 제조회사다. 고효
율 LED 조명, 주택용 조명, 건축용 조명, 오피스용 조명 생산과 경관
조명 설계 및 시공사업, 에너지 절약관련 ESCO사업 등을 바탕으로 기

필립스라이팅은 글로벌 조명업계를 선도하

술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고객가치 중시 경영을 모토로 정진하고 있다.

는 대표 기업으로 가정 및 실내 조명뿐만 아
니라 도로조명, 실외 경관 조명, 매장 및 사
무실 조명, 공연장이나 영화관의 엔터테인
먼트 조명, 스포츠 조명 등 폭넓은 영역에서

프리미엄 LED 엣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글로벌 조명시장

도광판을 이용해 LED 광원을 간접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기존

을 선도하고 있다.

조명환경 대비 약 75%의 에너지가 절감이 가능하다.

LED 거실등 긱스

LED 식탁등 우주선 450

패브릭 느낌을 살린 거실등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우주선 450 제품은 소룩스 대표 식탁등이다.

코스탄지나 / Costanzina
매우 얇은 특수 재질인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rnate)로 만들어진 셰이드와 감각적인
터치 디밍 기능을 보유한 것이 주된 특징으로
감각적인 포인트를 더하기에 제격이다.

호프 / Hope
할로겐 램프를 꽂아 사용하는 펜던트형 조명이다. 화려하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샹들리에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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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신규 패턴 ‘지아벽지 프레쉬’, 친환경 바닥재 2017 ‘지아소리잠’ 출시
080-005-4000 / www.z-in.com

한화L&C
온라인몰 전용 이동식 가구 ‘Q’LINC(큐링크)’ 공식 론칭
080-729-8272 / www.hlcc.co.kr

LG하우시스가 친환경성 및 디자인을 강화한 벽지 ‘지아벽지 프레쉬
(fresh)’ 2017년형 제품을 출시했다. LG하우시스의 대표 친환경 벽지인
지아벽지 프레쉬는 옥수수 유래 원료를 표면층에 적용하고 에코 코팅으
로 공기 정화 기능까지 갖춰 아토피·새집증후군 등 공기 질에 민감한 공
간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다. 신제품 지아벽지 프레쉬는 다양한 연령
층의 니즈를 반영한 젊고 트렌디한 컬러 및 패턴부터 아동용 디자인까
지 다채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모노 모던(Mono
modern), 북유럽 스타일의 동물 패턴과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가 어우러
진 ▲소프트 팝(Soft pop), 자연을 연상시키는 나뭇잎 패턴과 올해의 컬러
인 그리너리(Greenery)의 조화로 이루어진 ▲플렌테리어(Planterior) 등
총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편, LG하우시스가 리뉴얼해 선보
인 ‘지아소리잠’은 친환경, 기능성은 높이고 층간소음 걱정은 덜어주는
시트형 바닥재다. 특히, 아이나 노인 안전을 위해 쿠션감 및 미끄럼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스포츠 바닥재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적용해 충격 흡
수성이 우수하며, 합판마루 대비 무릎충격을 약 40% 감소시키고 미끄럼
방지 표면처리로 실내 안전사고 걱정을 덜어준다.

지난해 5월, 주방 및 수납가구 브랜드 ‘Q’cine(큐치네)’를 론칭하
고 토탈 인테리어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모에 성공한 한화L&C가
이동식 가구 브랜드 ‘Q’LINC(큐링크)’를 공식 출시했다. ‘Q’LINC(
큐링크)’는 연결과 결합, 조화를 통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만드는 가구(Link& Create)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한화
L&C의 이동식 가구 브랜드다. ‘1~2인 가구’를 겨냥해 출시된
‘Q’LINC(큐링크)’는 주방, 거실, 원룸, 오피스 등 다양한 주거공간
에서 활용도가 높은 온라인몰 전용 소형가구제품이다. 별도의 시
공이 필요 없는 ‘Q’LINC(큐링크)’는 ‘베이스 멀티장’ 6종, ‘옷장’ 2
종(싱글/양문형) 및 ‘서랍장’ 2종 등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소비자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등 심플한 모노톤의 컬러와 솔리드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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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2017 경향하우징페어’ 성황리에 마쳐
1644-4009 / www.milwaukeetool.com

신한벽지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KBS ‘완벽한 아내’ 제품협찬
02-817-6539 / www.shinhanwall.co.kr

친환경기업의 선두주자인 신한벽지가 MBC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와 KBS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에 제품을 협찬하고
있다. 주말 저녁 8시 45분 MBC에서 방영 중인 ‘당신은 너무합니
다’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스타 가수와 이름조차 우스꽝스러
운 모창 가수, 두 주인공의 애증과 연민이 얽히고 설키는 인생사
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
개되고 있다. 매주 월화 저녁 10시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완벽
한 아내’는 배우 고소영(심재복 역)과 조여정(이은희 역)이 아줌
마 역할을 맡아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잊고 있었던 여
성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삶의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찾아나가는
스토리다. 신한벽지의 고급 실크벽지 ‘심플’은 입체감이 돋보이
는 표면과 신선한 컬러가 어우러져 생동감 가득한 공간을 연출하
며, 합지벽지 ‘이노센스’, ‘아이리스’는 현대적인 모던한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 신한벽지는 2016년도에 전
제품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며 디자인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기
능적인 측면 모두 만족시켰다.

(유)테크트로닉 인더스트리즈 코리아(이하 TTI KOREA)가 지난 2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17 경향하우징페어에 주력 브
랜드인 ‘밀워키 전동공구’를 전시, 시연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곳곳에 배치된 밀워키 전동공구 체험 존에는 2017년 신제품을 비롯해
출시 예정 제품들을 미리 체험해 보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
다. 18V SDS MAX 함마드릴(M18 CHM), 18V 10인치 슬라이딩 각도절단
기(M18 FMS254)와 같은 세계최초 개발된 18V 9.0Ah 배터리와 함께 사
용시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제품들도 대거 선보였다. 또한, 이번 전시에
서 밀워키 전동공구는 특색 있는 부스 디자인과 전문가를 위한 하이토크
임팩트 렌치 마스터, 핀볼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수 만명 방
문객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밀워키는 전국의 다양한 공구
관련 박람회에 참여하여 밀워키 제품 제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 일정은 밀워키 공식 네이버 카페(밀워키툴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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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구정마루

신기능 2kg 해머드릴 ‘GBH 2-28’ 출시

프리미엄 원목마루 브랜드 ‘구정원목마루’ 인기몰이

080-955-0909 / www.bosch-pt.co.kr

해머드릴의 명가,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전동공구사업부가

친환경 마루재 전문기업 구정마루(주)는 국내 마루시

강력한 파워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킥백 컨트롤 기능을 적용한

장의 대표브랜드로서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2kg 해머드릴 ‘GBH 2-28’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출시한 프리미엄 원목마루 브랜드 ‘구정원목마루’로

‘GBH 2-28’은 최대 850W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해 터프한 작업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고급 천연원목으로 만

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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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66-0700 / www.kujungmaru.co.kr

2-28
GBH

들어진 ‘구정원목마루’는 소프트 브러쉬 피니시(Soft
Brush Finish)로 천연원목의 아름다운 결과 부드러운

히, 세계 최초 킥백 컨트롤 기능을 장착해 작업 중 장애물 충돌

표면질감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원목마루다. 천연 원

감지 시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어 사용자의 안전을 극대화했으며,

목을 원료로 넓은 폭의 최고급 원목단판을 2mm 두께

손잡이 부분에 진동 감소 기능(Vibration Control)을 적용해 손목

로 표면에 적용한 것이 장점이며, 변형 없는 안정감과

에 가중되는 부담을 최소화했다. 클릭&클린(Click&Clean) 시스

고급형의 프리미엄 규격을 제안한다. 새집증후군으로

템 제품인 2kg 해머드릴 ‘GBH 2-28’은 보쉬 건습식 청소기(ex.

부터 안전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으며, 원목의 무늬

GAS 35 M AFC)와 연동을 통해 작업 환경에서의 먼지, 분진 발

결을 따라 브러쉬된 부드러운 표면이 다른 원목제품

생을 최소화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들과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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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룸
신학기 학생방 가구 시리즈 2종 업그레이드 출시
1577-5670 / www.iloom.com

(주)재영 제이플로어
친환경 기능성 바닥재 ‘에코륨 아이잠’&‘에코륨 아이잠 플러스’ 출시
031-948-6600 / www.jflor.co.kr

(주)재영 제이플로어의 친환경 기능성 바닥재 ‘에코륨 아
이잠(4.5T)’과 ‘에코륨 아이잠 플러스(6.0T)’를 출시했다.
신제품 ‘에코륨 아이잠’과 ‘에코륨 아이잠 플러스’는 층
간 소음의 주원인인 경량충격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
과 동시에 보행감을 크게 개선한 친환경 기능성 바닥재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생활 공간에 적합한 제품이다. 뿐만 아
니라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해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며, 실내 주거환경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
드 방출량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염려도 없앴다. 천연원목의 질감을 살린 디자인으로 보다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특수 UV 표면
코팅 처리로 제품 손상을 최소화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
다. 한편 (주)재영 제이플로어는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 및
인테리어 전문업체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아프리카, 인
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해외 30여개국
에 수출을 해오며 세계 초일류 PVC 바닥 메이커의 입지
를 굳게 다져가고 있다.

퍼시스 그룹의 생활 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신학기를 맞아 ‘로
이 시리즈’, ‘링키플러스시리즈’ 등 주요 학생방 가구 시리즈 2종
을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로이 시리즈’는 기존 라
인의 강점이었던 다양한 레이아웃의 수평적 디자인에 전면형 구
성이 가능한 일반 다리형 책상과 책장을 추가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 연령대의 학습 유
형 및 개성과 관심사에 맞춰 책상과 수납 유닛의 컬러와 형태를
구성해 세련되고 효율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업그레이드 출
시된 ‘링키플러스 시리즈’는 기존 전동 높이 조절 시스템에 책상
상판의 전동 각도 조절 시스템을 추가 탑재했다. 간단한 버튼 조
작으로 아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상판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의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체형 및
성장 속도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사용 목적에 따
라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상판은 자세를 바르게 잡아줄 뿐만 아니
라 자녀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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